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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LTE 표준의 사례를 통하여 표준특허시장과 특허풀의 현

실을 살펴보고, 세 가지 정형화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특허풀은

전형적으로 특허권 개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허권자의 보

유 특허 수에 비례하여 실시료 수입을 분배하며, (2) 대형 특허권자

는 개별적인 실시 계약을 통해 실시권을 행사하고, (3) 소형 특허권

자들은 특허풀을 형성하여 실시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Lerner와 Tirole(2014)의 특허풀 모형은 모든 특허권자를 항상

특허풀에 참여하게 하여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이는 특허풀의 수입 분배 방식이 매우 유연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에만 가능하다. 사례에서 찾은 현행 실시료 수입 분배 방식인 비례배

분 방식을 적용하면, 모든 특허권자가 참여하는 특허풀이 나오지 않

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 특허권자는 특허풀에 참여할 유

인이 줄어들어 결국 소형 특허권자들만 풀을 형성하는 결과가 균형

으로 나오게 됨을 예를 통해 확인했다.

주요어: 표준, FRAND 확약, 표준필수특허, LTE 표준, 특허풀,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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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표준화 기구(SSO: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는 표준을 채택

함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우선 표준 제도의 취지

상 혁신을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연구 개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채택된 표준이 성공적으로 널리 보급되

도록 실시자(licensee)들의 표준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이에 현재 표준화기구는 기술표준을 설정할 때 해당 기술표준을 구

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술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이

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회사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

별적인(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

로 특허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FRAND 확약

(FRAND commitment)이라 한다. 그러나 표준화기구는 FRAND 확

약의 세부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짓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표준

화기구는 FRAND 확약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 조건은 특허권자와 제

3자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임하면서 그

시행에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와 실시자가 FRAND 확약에 의한 라이센스 제

공조건 및 구체적인 실시료(royalty) 수준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 법원 아울러 학계에서는 특허전쟁과 관련한 분쟁을 효율적

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FRAND 확약에 의한 적정 실시료 수준을 판

단하는 기준을 논의 중이다.

이 논문은 표준필수특허의 FRAND 확약에 의한 적정 실시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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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있어 제기된 표준 특허풀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최근 작성된 LTE

표준의 사례를 통하여 표준필수특허와 특허풀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정형화된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Lerner와

Tirole(2014)의 특허풀 모형을 소개하고, 앞에서 찾은 정형화된 사실

을 바탕으로 모형의 특허풀 수입 분배 방식을 수정하여, 특허권자 모

두가 참여하는 전체 풀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

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시사점과 함께 결론을 제시한다.

2. 관련 판례

FRAND 확약의 의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에서 최근 미국 법원에서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표준필수특허권 분

쟁에 유의미한 판례가 두 차례 있었다.

첫째는 2012년 6월에 있었던 시카고 연방 상소법원의 리차드 포즈

너(Richard Posner) 판사의 판결이다.1) 이는 Google이 인수한

Motorola Mobility(이하 Motorola)와 Apple 간의 특허 침해 소송 건

에 관한 것이다. 표준필수특허를 지니고 있는 Motorola 측이 Apple

에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최종 제품 가격의 2.25%를 실시

료로 요구했는데, Apple은 이 실시료가 FRAND 조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Apple 측은 Motorola가 자사의 상용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청구했는데,

Motorola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양측이 모두

해당 특허 침해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주장이 부족(lacking)하다며

위 사건을 기각하였다.

1) Opinion and Order of June 22, 2012, Apple Inc. v. Motorola Inc., Case 
No. 1:11-cv-08540, (June 22, 2012) (출처:http://allthingsd.com/2012062 
2/judge-dismisses-apple-v-motor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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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포즈너 판사는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의 FRAND

의무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그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FRAND 실시료를 정함에 있어, 특허권 자체의 가치와 표준 전체의

가치를 구별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허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실시료

수준은 표준 자체의 가치와 별개로 생각하여, 표준필수특허 자체의

가치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2) 표준필수특허의 실시료가 표준 자

체와 혼동되어 자체의 가치보다 높게 요구되는 특허 위협(Patent

hold-up) 상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실시권자

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Injunctive Relief)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잠

재 실시권자인 Apple이 Motorola의 요구 실시료를 거부했다고 하여,

모토로라가 FRAND에 따라 실시허락을 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3) 또한 판매금지 처분의 위협 아래 이루어지는 실시료

협상은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여 FRAND 확약이 무의

미해질 수 있다. 나아가 판매금지 처분 판결이 이루어지면 경쟁사업

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판사는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침해 사실이 있어도, FRAND 확약에

입각한 현금 배상으로 충분하며 판매 금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

혔다.

2013년 4월 미국 워싱턴 주 서부 지방법원의 로바트(Robart) 판사

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FRAND 실시율을

책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4) Microsoft(이하 MS)가 Xbox 제품

2) The purpose of the FRAND requirements . . . is to confine the 
patentee’s royalty demand to the value conferred by the patent itself as 
distinct from the additional value—the hold-up value—conferred by the 
patent’s being designated as standard-essential.

3) if Apple said no to 2.25% it ran the risk of being ordered by a court to 
pay an equal or even higher royalty rate, but that is not the same 
thing as Motorola’s being excused from no longer having to comply with 
its frand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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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하면서 Motorola의 비디오 코덱과 Wifi 표준 관련 표준필수

특허를 침해하자, 이에 Motorola는 MS 제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 가

격의 2.25%의 로열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MS가 이와 같은

Motorola의 행동이 FRAND 확약을 어기고 있다며 법원에 정확한

FRAND 실시료를 요구했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합리적인 실시료를 결정하

기 위하여 Georgia-Pacific factors 방법론을 이용한다. 이는 당사자

간의 가상의 협상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실시율을 정하는 방식인

데, 로바트 판사는 이 방법론을 표준필수특허의 본질과 FRAND 의

무에 맞게 요소를 수정하여 FRAND-modified Georgia-Pacific

factors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당사자들이 표준필수특허가 표준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과 실시자의 제품에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중

요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라이센싱 구도에 맞게 합리적인 실시료

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가상의 과정을 재연하는 방식이다.

로바트 판사는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 중 일부는 다른 기술로

대체가 가능하여 기술표준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점, 종래 기술

에 대한 모토로라 표준특허의 혁신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표준

특허가 MS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

여, 당초 모토로라가 주장했던 실시료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실시료

만을 인정하였다.5)

더불어 구체적인 실시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존하는 해당 표준

의 특허풀 실시율을 참고하였다. 로바트 판사는 특허풀 또한 특허권

4)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Microsoft corporation, v. 
Motorola, Inc., Case No. C10-1823JLR, (April 25, 2013) (출처:
h t t p : / / w w w . s c r i b d . c o m / d o c / 1 3 8 0 3 2 1 2 8 / 1 3 - 0 4 - 2 5 - M i c r o s 
oft-Motorola-FRAND-Rate-Determination)

5) The RAND royalty rate for Motorola’s H.264 SEP portfolio is 0.555 cents 
per unit. . . . This rate and range are applicable to both Microsoft 
Windows and Xbox products. . . . The RAND royalty rate for Motorola’s 
802.11 SEP portfolio is 3.471 cents per unit. . . . This rate and range 
are applicable to Microsoft Xbox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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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연구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충분히 높은 로열티를

책정하려고 하는 한편, 표준의 채택을 보장하도록 충분히 낮은 로열

티를 책정하려고 하는데, 이는 표준화기구의 FRAND 확약의 본질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로바트 판사는 실존하는 특허풀의 실시료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모든 표준필수특허의 보유자가 참가하여 실시료 수입을 나눠 가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또한 특허풀로부터 분배받는 실시료 수입은 특

허풀의 회원으로서 받는 가치의 일부일 뿐이며, 풀에 참가한 특허권

자는 풀에 포함된 다른 특허권자의 표준필수특허를 통해 상당한 가

치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사는 특허풀에 참여

하고 있던 MS가 풀로부터 받았던 실시료 수입의 최소한 두 배 이

상의 부가적인 가치를 풀로부터 얻었다는 MS의 관점을 수용하여,

특허풀에서 Motorola 특허에 대한 총 가치는 특허 로열티 수입에

그 가치의 두 배를 더한 것으로 판단했다.

3. 선행 연구

표준필수특허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의 실시료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 논의는 공

정성을 합리성에 포함시켜, 합리성과 비차별성 두 가지 조건의 구체

적인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특허 실시료의 합리성에 있어서는 '당해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

되기 이전에 특허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실시료'가 공통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다.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 특허가 경쟁 상태(ex

ante competition)에 놓여있을 때, 해당 특허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특허의 실시료 수준이 바로 합리적인 실시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실시료의 합리성을 논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두 가지를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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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바로 특허 위협(Patent hold-up) 현상과 실시료 누적

(royalty stacking) 현상이다. 특허 위협이란 표준필수특허가 표준에

채택됨으로 인해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 자체의 가치를 초과하는 이

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다.6) 표준필수특허가 표준에 채택

되면서 당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주어진 표준을 시행할 수 없

게 되자, 잠재적 실시자가 주어진 표준 이외의 다른 표준으로 전환

하는데 드는 전환비용에 부담을 느껴 높은 로열티를 마지못해 수용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시료 누적이란 스마트폰과 같이 다수의 표준을 포함하는 제품에

부과되는 누적 로열티가, 실시자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현

상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실시료라면, 여러 표준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불하는 누적 실시료 비용이 제품 가격으로 부담 가능

한 수준이어야 한다.

특허 실시료의 비차별성에 있어서는 ‘유사한 처지의 실시자

(similarly situated licensee) 사이에서는 실시 조건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를 이루고 있다. 비차별성은 모든 실시권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사자 간

의 관계나 실시 범위 등의 전체적인 실시 조건에 비추어, 서로 다른

실시 조건이 정당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러한 FRAND 실시료를 합의하는 방식에 있어 여러 학자들

이 구체적인 방식을 제안하였다. Lemley와 Shapiro(2013)의 경우 특

허권자와 실시자의 적정한 실시료 합의를 위해서는 binding

baseball arbitration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협상 방식은

각 참여자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적합한 실시료 수준을 제시하고,

중재자가 둘 중 하나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FRAND 논의가 진행되면서 특허풀(patent pool) 제도도 많은 주목

6) ]Mark A. Lemley, & C. Shapiro. (2007).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Texas Law Review. Vol. 85. pp. 199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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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특허풀이란 특허권자들이 서로의 특허를 공유하거나, 서

로의 특허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 3자에게 특허권을 실시

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하나의 표준을 공유하는 특허권자들이 자발

적으로 모여서 특허풀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앞의 판결문에서 보았

듯이 특허풀의 풀 실시료를 FRAND 실시료로 참고하기도 하였다.

Shapiro(2001)는 현재 정보통신 산업 내에서는 하나의 제품에 매우

많은 특허권이 얽혀 있어 특허권자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는 특허

덤불(patent thicket)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특허풀과 크로

스 라이센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표준 내

의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특허들이 참여한 특허풀에 주목하였다.

Lerner와 Tirole(2004)은 개별 실시 계약을 허용하는 특허풀은 항

상 친 경쟁적이며, 사회 후생을 증진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규제

당국의 특허풀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Lerner &

Tirole, 2007) 또한 표준화 과정에 강력한 가격 확약 제도와 유연한

수입 분배 방식의 특허풀 제도를 적용하면,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경

쟁을 회복하여, 효율표준에 해당하는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모두가

특허풀에 참여함을 보였다(Lerner & Tirole, 2014)

또한 최재필(2010)은 현실에서 특허풀이 주로 특허 침해 소송의 합

의 결과로 도출되는 현상임을 주목하였다. 특허의 유효성에 불확실

성을 가정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처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허풀 모형을 설정하였다. 특허가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때 유효성이 작은 특허들이 서로 소송할 인센티브가 적어 특허풀을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나아가 최재필(2013)의 최근 논문에서는

기존의 특허풀 모형에 미래 혁신 인센티브를 가미한 동태적인 특허

풀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특허풀에 참여한 특허들이 상당히

유효성이 약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면, 이 특허풀은 추가

혁신 인센티브를 줄여 사회 후생을 감소시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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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장. 사례 연구: LTE 표준과 특허풀

표준특허와 특허풀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이동통신

부분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LTE 이동통신 표준과 그 특허풀을 살

펴본다.

1. LTE 표준 표준필수특허

LTE(Long Term Evolution)는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4세대 이동통신 표준이다. LTE표준은 통신 관련 표준화기구 연합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제정하였다. 3GPP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의 이동통신 관련 지역표준화기구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7)로,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동통신 공통

표준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GPP는 2004년 12월 LTE 표준의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여 2009년

3월 LTE 표준을 규격 Release-8으로, 연이어 2010년 3월 규격

Release-9으로 확정하고, 상세 기술 규격(specification)을 정리하였

다.8) 2009년 12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처음으로 LTE 표준이 상

용화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어 2015년 현재 세계 134개 국가

에서 LTE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9)

7) 3GPP는 1998년 12월에 개설되었으며 3세대 GSM 네트워크 및 이를 기초로 한 
W-CDMA 접속기술과 단말기 등 세부규격서 작성을 위해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TSI), 일본전파산업협회(ARIB), 일본통신기술협회(TTC), 중국통신표준협회
(CCSA), 미국통신사업자연합(ATIS)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참여하고 있
다. (출처:www.3gpp.org)

8) Release 8은 2009년 3월부터, Release 9은 2010년 3월부터, ‘Stage 3 
Freezing’ 상태이다. 이는 더 이상의 추가 기능(functionality)이 포함되지 않고 
오직 하위 호환 가능한 수정작업이 허용되는 안정된 단계를 일컫는다. Overview 
of 3GPP Release 8 V0.3.3 (2014-09), Overview of 3GPP Release 9 V0.3.4 
(2014-9)(출처: http://www.3gpp.org/ftp/Information/WORK_PLAN/Descript 
ion_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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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표준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를 통

해 개별 특허보유자의 표준필수특허의 선언(declaration)이 진행되었

다. 특허보유자는 ETSI에서 지정한 지적재산권 정책에 따른

FRAND 확약에 입각하여 라이센싱 할 것을 선언해야 비로소 표준

필수특허로서 실시할 수 있다.10) LTE 표준 확정 이후 세계 약 50개

통신 관련 회사에서 ETSI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에 LTE 특허를

등록하였고, 2012년 11월까지 총 5919개의 특허가 LTE 표준필수특

허로 선언되었다.

각 특허권자 별 ETSI에 선언된 LTE 표준필수특허의 현황은 <표

1>의 <1> 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2012년 11월 기준으로 총 5919

개의 LTE 표준필수특허 중에 약 11%에 해당하는 655개의 특허를

Qualcomm에서 선언하였다. 그 다음 근소한 차이로 Samsung과

Huawei가 각각 11%와 10%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Qualcomm, Samsung, Huawei를 포함하여 Nokia Corp.,

InterDigital, Ericsson의 여섯 회사가 전체 LTE 표준필수특허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ZTE, LG, Motorola, CATT,

NTT Docomo의 11개 회사의 표준특허 점유율을 합치면 전체의

80%가 넘는다.

Qualcomm은 세계 1위의 핸드폰 베이스밴드 칩셋 기업11)으로 통신

기술에 대한 막대한 연구개발과 그로 인한 수많은 특허로 유명하다.

과거 CDMA 표준 당시 특허권자로서의 절대적인 위치에 오른

Qualcomm은 3G와 4G 등 무선 통신 기술의 표준화 과정에도 적극

9) 4G LTE World Coverage Map – LTE, WiMAX, HSPA+, 3G, GSM Country 
List.  (May 2015) (출처: http://www.worldtimezone.com/4g.html)

10) ETSI IPR Information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출처: 
http://www.etsi.org/about/how-we-work/intellectual-property-rights-iprs)

11) Qualcomm은 2014년 1분기 세계 핸드폰 베이스밴드 시장의 66%를 장악했다.
(출처:  https://www.strategyanalytics.com/access-services/com 
ponents/handset-components/market-data/report-detail/baseband-marke
t-share-tracker-2014-qualcomm-mediatek-and-spreadtrum-capture-80-p
ercent-volume-share#.VXUgyc-J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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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해 왔다. Qualcomm은 LTE 표준에 있어서도 초기의 기

술 연구 개발 시기부터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ETSI에 필수

특허를 선언하여 2012년 LTE표준필수특허 보유율 1위의 자리를 차

지하였다.

Samsung은 제조 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LTE 표준필수특허를 두

번째로 많이 선언하였다. 이는 최근 Samsung이 세계 스마트폰 시

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시장 내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통신

특허를 특허 분쟁의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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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표준필수특허 특허권자 <1> <1>의
점유율

essentiality
ratio*

<2> <2>의
점유율

1 Qualcomm 655 11.1% 48.5 318 10.6%

2 Samsung 652 11.0% 35.7 233 7.8%

3 Huawei 603 10.2% 45.3 273 9.1%

4 Nokia Corp 505 8.5% 48.6 245 8.2%

5 InterDigital 418 7.1% 49.3 206 6.9%

6 Ericsson 399 6.7% 44.3 177 5.9%

7 ZTE 368 6.2% 68.8 253 8.4%

8 LG 317 5.4% 74.6 237 7.9%

9 Motorola 310 5.2% 35.7 111 3.7%

10 CATT 273 4.6% 50.0 141 4.7%

11 NTT DOCOMO 264 4.5% 80.0 211 7.0%

12 Sharp 189 3.2% 45.3 86 2.9%

13 Texas Instrument 125 2.1% 72.2 90 3.0%

14 Nokia Siemens Networks 107 1.8% 59.1 63 2.1%

15 Panasonic 107 1.8% 49.3 53 1.8%

16 NEC 101 1.7% 63.3 64 2.1%

17 Apple 78 1.3% 32.6 25 0.8%

18 Alcatel-Lucent 62 1.0% 38,9 24 0.8%

19 ETRI 51 0.9% 69,2 35 1.2%

20 HTC 44 0.7% 55.6 24 0.8%

21 InnovativeSonic 44 0.7% 80.0 35 1.2%

22 Pantech 42 0.7% 22 0.7%

23 RIM 31 0.5% 50.0 16 0.5%

24 Siemens 26 0.4% 72.7 19 0.6%

25 Nortel 21 0.4% 42.1 9 0.3%

26 Intel 16 0.3% 8 0.3%

27 Sony 15 0.3% 53.8 8 0.3%

28 Freescale 14 0.2% 30.0 - -

29 IPR Licensing 13 0.2% 41.7 5 0.2%

30 General Dynamics 12 0.2% 70.0 8 0.3%

31 Marvell 12 0.2% 6 0.2%

32 Andrew LLC 8 0.1% - -

33 Deutsche Telekom 7 0.1% - -
34 Airbiquity 5 0.1% - -

35 FranceTelecom 3 0.1% - -
36 Telecom Italia 3 0.1% - -

37 TruePosition 3 0.1% - -
38 VoiceAge 3 0.1% - -

39 Infineon 2 0.03% - -
40 Renesas 2 0.03% - -

41 AT&T 1 0.02% - -
42 Broadcom 1 0.02% - -

43 Gemplus 1 0.02% - -
44 HP 1 0.02% - -

45 Icoding 1 0.02% - -
46 III 1 0.02% - -

47 Koninklijke KPN N.V. 1 0.02% - -
48 PicoChip 1 0.02% - -

49 VirnetX 1 0.02% - -
합 계 5919 100% 3005 100%

<표1> 주요 기업의 LTE 표준필수특허 선언 현황

(2012년 11월 기준)
* Cyber Creative Institute는 2012년 11월 ETSI에 선언된 모든 LTE 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같은 특허가 각 나라마다 따로 선언된 경우를 배제하고, 하나의 특허 패밀리(patent
family)에 속하는 특허는 대표 특허(representative patent)를 정하여 셈하는 방식으로, LTE
표준에 대한 표준필수특허를 총 5919개로 정리하였다.
<1> ETSI에 선언된 LTE 표준필수특허 중 대표 특허 개수
<2> 표준 필수성(essentiality to standards)을 감안하여 추정된 LTE 표준필수특허 개수
*essentiality ratio: 표준필수성 지표로, 해당 특허권자의 보유 표준필수특허 중 샘플을 추출
하여 그 중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의 비율을 구한 것이다.

(출처: Cyber Creative Institute 각주 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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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표준필수특허의 자발적 등록 절차에 이의를 제기

하며, 과연 승인 절차 없이 선언된 표준필수특허가 진정한 의미의

필수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12) 표준필수특허의 등

록은, 표준화 기구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특허보유회사의 자발적 선

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필수특허라는 사실 자체

가 실제로 해당 특허가 표준 구현에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나타내기

는 어렵다.

이에 따라 특허 사용자인 제조 회사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

한 특허 전문 회사들은 전문연구진들과 기술진들을 통해 표준필수

특허의 필수성을 판별하여 제조 회사가 라이센싱 전략을 세우는 데

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중의 하나인 Cyber Creative Institute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919개의 필수특허 중 3005개가 표준 필수

성(essentiality to standards)을 고려하여 예측된 총 표준필수특허에

해당한다.13) <표1>의 <2> 열에서 보듯이, 보고서에서 추정된 결과

12) Marshall Phelps and Cheryl Milone. LTE Standard Essential Patents Now 
and in th Future. Article One Partners.(출처: http://newslette 
rs.articleonepartners.com/news_f1317eac-ee13-5a66-d0f5-38ea99a4c1eeLT
E-Standard-Essential-Patents-Now-and-in-the-Future.pdf)
Fiarfield Resources International. Inc. (Jan 2010.) Review of Patents 
Declared as Essential to LTE and SAE Through June 30, 2009.  (출처: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
=0CBwQFjAA&url=http%3A%2F%2Fwww.frlicense.com%2FLTE%2520Final%2
520Report.pdf&ei=eSN1VarvGuXRmAXQvIKoAQ&usg=AFQjCNH5W7h75UUM
KXFacfbI-kLaN5H2Cg&sig2=DDTVqja12BZ8SKEKEcob0g&bvm=bv.95039771,
d.dGY&cad=rjt)

13) Cyber Creative Institute는 2012년 11월 ETSI에 선언된 모든 LTE 관련 특허
를 정리하였는데, 이 때 우선 같은 특허가 각 나라마다 따로 선언된 경우를 배제
하고, 하나의 특허 패밀리(patent family)에 속하는 특허는 대표 특허
(representative patent)를 정하여 셈하는 방식으로 총 5919개의 대표 특허를 추
렸다. 이후 각 회사의 대표 특허에서 샘플을 추출한 후 해당 샘플의 필수성 비율
을 분석해 각 회사의 대표 특허 중 기술적 필수성을 지닌 특허의 수를 추정하였
다. 이렇게 추려진 필수적인 특허가 총 3005개이다. Cyber Creative Institute 
(2013) Evaluation of LTE essential patents declared to ETSI, Version 3.0. 
(출처: http://www.cybersoken.com/research/pdf/lte03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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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여전히 Qualcomm이 10%의 높은 특허 점유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Huawei와 ZTE가 9%와 8.4%의 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

다. 앞서 보인 6개 회사의 총 점유율은 여전히 50%에 가깝고, 11개

회사의 경우엔 80%를 유지한다.

Article One Partners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특허의 표준 필수

성에 더하여 특허의 혁신성(novelty)을 고려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허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혁신성 정도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발명이 이전 기술에 의해 설명이 된다면 그 발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특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다. 그

러므로 이전에 관련 기술(relevant prior art references)14)이 존재하

지 않았다면 해당 특허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이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적은 기

술만이 존재하는 특허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상위

10개 회사의 높은 혁신성 점수를 받은 특허의 비율이 다음 <표 2>

와 같았다. 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통적인 휴대폰 제조업체인

Nokia와 Samsung, 그리고 연구개발 기반의 강력한 특허권자인

Qualcomm과 Ericsson이 LTE특허 부문에서 가치가 큰 특허 포트폴

리오(strong patent portfolio)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이전 관련 기술(relevant prior art references)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USPTO(미국특허청), EPO(유럽특허청)와 특허권자의 IDS(Invention Disclosure 
Statement)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Marshall Phelps and Cheryl Milone, LTE 
Standard Essential Patents Now and in th Future, Article One Partners. 
각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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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LTE 표준필수특허 특허권자의 필수성 비율과 혁신성 비율

LTE 특허권자 ratio of the highest essentiality * ratio of high novelty rating **
Qualcomm 14.4% 12.5%
Nokia 13.7% 18.9%
Samsung 9.9% 12.2%
LG 9.5% 7.5%
InterDigital 8.1% 6.7%
Ericsson 8.0% 11.6%
NTT Docomo 6.0% 4.9%
Huawei 5.5% 4.4%
ZTE 4.6% 3%
Motorola 4.2% 6.3%

(2011년 9월 기준)
(재인용:Article One Partners.)

*:ETSI에 선언된 해당 회사의 LTE 표준 특허 중 높은 필수성을 보인 특허의 비율
**:ETSI에 선언된 해당 회사의 LTE 표준 특허 중 높은 혁신성을 보인 특허의 비율, 즉
관련 기술이 이전에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약간 관련된 기술만이 존재하는 특허의
비율

2. LTE 표준 라이센싱 전략

2008년 4월 LTE 표준 작성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통신 회사들이

한데 모여 차후의 LTE 표준 라이센싱 체계를 약속했다. 이들은

FRAND 확약의 정신을 본받아 표준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하여,

LTE 표준필수특허를 “예상 가능하고 투명한 최대 합계 실시료”로

받을 것임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핸드셋의 LTE 표준에 대한 합

리적인 최대 총합 실시료가 해당 제품 판매가의 한자리 수 비율일

것(A reasonable maximum aggregate royalty level for LTE

essential IPR in handsets is a single-digit percentage of the sales

price)”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발표했다.15)

이에 현재 LTE 표준필수특허 보유 회사가 실시권자에게 라이센싱

을 주는 두 가지 전략인 특허풀과 개별 라이센싱이 어떻게 진행되

15) Ericsson Press Release (April 14, 2008) Wireless Industry Leaders 
commit to framework for LTE technology IPR licensing, underdesigned 
by Alcatel-Lucent, Ericsson, NEC, NextWave Wireless, Nokia, Nokia 
Siemens Networks and Sony Ericsson (출처: 
http://www.ericsson.com/news/120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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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실시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실제 LTE 표준을 실시하는 실시권자가 지불할 예상 실시료를

계산해 본다.

(1) 특허풀

현재 LTE표준과 관련된 특허풀 라이센싱은 Via Licensing과

Sisvel 두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허풀 회사(Licensing

Administrator)는 다수의 LTE 특허권자와의 실시권 계약(License)

을 통해 특허권자들의 라이센싱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특

허풀 회사는 실시권을 받은 모든 특허권자의 특허를 모아서 하나의

LTE 특허풀 상품을 제공한다. LTE가 포함된 최종생산품을 생산하

는 제조 회사들은 이제 이 특허풀 회사와 단 한 번의 실시권 계약

(One-stop shop licensing)으로, 풀에 가입한 모든 특허보유자들의

LTE 표준필수특허 재실시권(Sublicense)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

게 특허풀이 생겨나면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가 간편한 방식으

로 안정적으로 특허권과 실시권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림 1> 특허풀 구조
(출처: ETRI, “표준특허 창출 및 관리,” 2013)

또한 실시권자들로부터 거두어진 실시료는 주로 10∼15% 내외의

특허회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85∼90%가 특허권자에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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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6) 특허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에 대해서는 보통 우선적으로 0∼

10%는 특허권자 간 균등하게(Per Licensor) 나눠지고, 나머지 90∼

100%가 특허 수에 비례하여(Per Patent) 나눠진다.

전체 실시료

특허회사 수수료(10~15%)

특허권자 실시료 수입
 (85~90%)

Per Licensor 

Per Patent 

<그림 2> 특허풀 수입 분배 구조
(출처: ETRI, 2013에서 재인용)

특허풀 내 실시료 수입이 특허권자에게 분배되는 방식은 각 특허

풀마다 특허 참여자들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다. 특허풀들은 풀의

실시료 수입을 특허권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특허권자에 배

분하려 노력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이상적인 분배는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현대의 특허풀 중 하나인 MPEG LA의 특허풀은 특허 카

운팅 제도(patent counting system)라 하여, 참여한 특허권자의 특

허 개수에 따라 실시료 수입을 배분하는 비례 배분 방식을 사용하

였다.17) 이후 MPEG-4와 WCDMA의 표준에서도 특허풀이 형성되

어, MPEG LA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을 배분하였다.18)

16) ETRI (2013) 표준특허 창출 및 관리 
17) J. Lerner. & J. Tirole. (2007). Public Policy toward Patent Pools.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Vol.8, 2007. pp.157-186.
18) J.Lerner. & A. Layne-Farrar. (2011). To join or not to join: Examining 

patent pool participation and rent sharing rul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29. pp. 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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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Via Licensing의 LTE 특허풀에 대해 살펴보겠다. Via

Licensing은 2012년 10월부터 LTE 특허풀을 제공하고 있는데, <표

4>에서 보듯이 ZTE, Motorola, NTT DOCOMO 등 13개의 LTE 특

허권자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Via Licensing에 참여한 특허권자

구성을 살펴보면 ZTE, Motorola, HP의 제조업체를 제외하면 이동

통신회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여한 특허권

자들이 보유 LTE 특허권을 모두 제출하였다면, 이 특허풀은 전체

LTE 표준필수특허 중 16.12%를 차지한다. 위에서 살펴본 CCI의 기

술적 필수성을 고려하면 Via Licensing의 특허풀은 전체의 약 19%

에 해당하는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15년 4월

Google이 특허풀에 합세하며 LTE 특허권 보유 9위였던 Motorola의

필수특허가 포함하게 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19) Google이 참여하기

전 Via Licensing 특허풀은 전체 LTE 필수특허의 10.88%만 다루었

는데, 이는 뒤에 나오는 Sisvel 특허풀의 범위보다 작았다. 즉

Google의 참여로 Via Licensing의 LTE 특허풀의 입지가 높아진 것

이다.

19) Google의 LTE 특허풀 가입이 공교롭게도 Microsoft v. Motorola 소송 건의 
appellate hearing 바로 다음 날에 이루어졌는데, 그 날 Google은 FRAND 관련 
소송에 있어, 특허풀 가격을 FRAND rate으로 주장하는 Microsoft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위 사건을 두고 Foss Patent의 Florian 
Mueller는 Google이 그 동안의 non-FRAND 했던 행보들을 접고 드디어 다시 
구글다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허풀 가입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F.Mueller. 
(2015.04.20). The Google that has joined Via Licensing's LTE pool is the 
real Google--not the FRAND abuser. Foss Patnets. (출처: 
http://www.fosspatents.com/2015/04/the-google-that-has-joined-v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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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 참여 특허권자 비고1 비고2
1 ZTE20) 6.2% 8.4%
2 Motorola (Google) 5.2% 3.7%
3 NTT DOCOMO21) 4.5% 7.0%
4 Deutsche Telekom AG 0.1% -
5 Telecom Italia 0.1% -
6 AT&T 0.02% -
7 HP 0.02% -
8 China Mobile Communications Corporations22) - -
9 Clear Wireless LLC23) - -
10 DTVG Licensing24) - -
11 KDDI Corporation25) - -
12 SK Telecom26)27) - -
13 Telefonica S.A.28) - -

합계 16.12% 19.1%

<표 3> Via Licensing LTE 특허풀
(출처:http://www.vialicensing.com/licensecontent.aspx?id=1514)

*비고1: <표1>에 따른 ViaLicensing의 특허풀에 참여한 각 특허권자의 LTE 표준필수특허 선언 
비중
*비고 2: <표1>의 필수성 평가 기준을 반영한 풀 참여 특허권자의 LTE 표준필수특허 비중

20) ZTE는 중국 휴대폰 제조 업체로, Strategy Analytics에 의하면 2013년 스마트
폰 시장의 5%를 점유한 세계 4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이다

21) NTT DOCOMO는 KDDI, Softbank와 함께 일본의 3대 이동통신 회사이다.
22) China Mobile은 세계 최대 중국 이동통신 전문업체로, TD-LTE 표준특허를 다

수 보유하고 있다. ETSI가 표준화한 LTE에는 FDD방식과 TDD방식이 존재하는
데, TDD방식은 중국에서 주도하여 개발한 기술로, 주로 중국에서만 사용된다. 특
허 분석 전문 업체인 Deltasight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5개의 무선통신기술 특
허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www.deltasight.com)

23) Clear Wireless LLC는 미국 무선통신 업체로, 4G LTE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Deltasight에 의하면 145개의 무선통신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10개
가 LTE 관련 특허이다.

24) DTVG Licensing은 미국의 위성방송 서비스 회사인 DirectTV의 자회사로, 
Deltasight에 의하면 1개의 무선통신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5) KDDI Corporation은 일본의 3대 이동통신 회사로, Deltasight에 의하면 836개
의 무선통신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6) 대한민국 1위의 이동통신 회사인 SK 텔레콤의 경우, ETSI에 5개의 한국 특허를 
LTE 필수특허로 선언하였다.

27) 정종일. (2012.10.08). SK텔레콤, 'LTE 특허경쟁' 글로벌 협력 나선다. 아시아뉴
스통신. (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01133&thread 
=10r03)

28) Telefonica SA는 스페인의 이동통신회사로 Deltasight에 따르면 317개의 무선
통신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10개가 LTE 관련 특허이다.



- 19 -

Via Licensing의 경우, 실시권자는 첫 계약 시 $15,000을 선불

수수료로 지불하고, 생산하는 제품 당 실시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해

야 한다. 이 특허풀은 실시권자의 최종 제품 가격과 무관하게 정액

실시료를 부과한다.

실시권자가 생산하는 제품군에 따라 실시료가 달라지는데, 이들은

최종 제품을 세 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한다. 우선 스마트폰, 핸드폰,

태블릿 PC 등을 General Terminal Products로 분류한다. 그리고 데

이터 카드, M2M 장비, 이동 라우터 등의 제한적이고 특정 목적의

기능만 제공하는 제품군이 포함된 Data Terminal Products와 Home

eNodeB29) 제품군의 Femtocell Products를 따로 분류한다.

또한 실시권자의 최종 생산량이 커질수록 실시료가 할인되어, 실시

자가 천 만 개 이상을 생산할 때 할인 폭이 최대가 된다. <표 4>와

같이 천 만 개 이상 생산 시 General Terminal Products에 대한 실

시료는 생산품 당 $2.1이고, 오백만 개 이상의 Data Terminal

Products에 대한 실시료는 생산품 당 $1.05, 천 만 개 이상의

Femtocell Products인 경우에는 $1.6이 부과된다.

General Terminal Products Data Terminal Products Femtocell Products

Volume * per unit fee volume * per unit fee volume * per unit fee

1 to 500,000 $3.00 1 to 250,000 $1.50 1 to 50,000 $2.00

500,001 to

2,500,000
$2.55

250,001 tp

500,000
$1.28

50,001 to

250,000
$1.90

2,500,001 to

5,000,000
$2.40

500,001 to

1,000,000
$1.20

250,001 to

500,000
$1.80

5,000,001 to

10,000,000
$2.25

1,000,001 to

5,000,000
$1.13

500,001 to

1,000,000
$1.70

10,000,001 or

more
$2.10

5,000,001 or

more
$1.05

1 , 0 0 0 , 0 01

or more
$1.60

<표 4> Via Licensing LTE 특허풀의 실시료 부과 기준 
(출처:http://www.vialicensing.com/licensecontent.aspx?id=1516)

*:Volume(per unit/ annual reset): 매년 산출량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부과한다.

29) Home eNodeB는 3GPP에서 명명한 Femtocell이다. 여기서 Femtocell이란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반경보다 훨씬 작은 지역(가정 및 사무실)을 커버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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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ia Licensing LTE 특허풀의 제품군에 따른 실시료 구조
(출처: Establishment of LTE Patent Pool. NTT DOCOMO Technical Journal 

Vol. 14 No.4)

이렇게 거두어진 실시료는 Via Licensing의 특허권자 사이에 분배

되는데, Via Licensing도 이 문제에 있어 개별 특허의 기여도

(contribution)를 중시한다.30) 그러나 개별 특허의 기여도를 수치로

환산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들은 “Per Patent

Reward” 기준에 따라 각 특허권자에게 돌아갈 실시료 몫을 계산한

다. 이는 특허권자의 보유 특허 개수에 비례하여 실시료 수입을 나

누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 비례 배분 방식과 같다. 다만, 소형 특허

권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허풀 실시료 수입의 적정량은 미

리 따로 떼어 동등하게 나누는 “Per Company Reward” 방식도 사

용한다.

30) Via Licensing의 회장인 Roger Ross가 2012년 4월 18일 European 
Commission이 주관한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Licensing in 
ICT through Patent Pools?” 워크샵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출처: 
http://ec.europa.eu/enterprise/newsroom/cf/itemdetail.cfm?item_id=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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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Sisvel의 LTE 특허풀을 살펴보겠다. <표 5>에서 보듯

이 Sisvel은 자체 보유의 Nokia LTE 특허와 CATT 등 7개의 특허

권자의 LTE 특허 라이센싱 패키지를 제공한다. Sisvel은 LTE 특허

풀의 성공을 위하여 2012년 1월 Nokia로부터 450개의 무선 및 영상

기술 관련 특허를 매입했다.31)32) 이 중 350개가 표준필수특허이며,

특히 GSM, 3G, LTE의 주요 통신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부

터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 시장이 Nokia가 우세하던 기존의

핸드폰 시장을 점하면서, Nokia는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

에 제조 회사로서 제품 생산에 집중하기 위하여, Sisvel로부터 관련

특허의 실시권을 보장받고 매각하였다고 한다.33)34) Sisvel의 특허풀

은 LTE 표준필수특허 14%를 차지하며 필수성을 감안한 점유율도

31) J. Wild. (2012.01.16). Nokia again shows that working with NPEs is just 
another option for operating companies. iammedia. 
(출처:http://www.iam-media.com/blog/detail.aspx?g=601bebb7-0e6a-463d-
b080-f647b1f5c073&q) 

32) Nokia가 Sisvel에 LTE 특허를 매각한 사건은 privateering 행위라는 평가를 받
고 있다. Privateering이란 특허 자산 수입을 극대화하고 경쟁자의 특허 방어 비
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NPE(Non Practicing Entity)에게 
매각하는 행위이다. 이는 특허 소송의 주체를 NPE로 옮김으로써 특허권 행사를 
더 공격적으로 하고 FRAND 관련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 공
정위에서 조사중이다. F. Mueller. (2015.05.21). Nokia and Ericsson seek to 
justify their privateering ways, defend patent transfers to NPEs. Foss 
Patnets. (출처: http://www.fosspatents.com/2015/05/n 
okia-and-ericsson-seek-to-justify.html)

33) Selling some of its patent portfolio would in effect allow Nokia to take 
in several years of expected future revenue as a lump sum now. "Nokia 
is going to spend a lot of money, and this is a way to raise funds," said 
Carolina Milanesi, research vice president in Gartner's mobile devices 
team. from M. Ricknas. (2012.01.13). Nokia Sells 450 Wireless and Video 
Patents to Sisvel. PC World. 

( 출 처 : h t t p : / / w w w . p c w o r l d . c o m / a r t i c l e / 2 4 8 1 3 2 / n o k i a _ s e l l s _ 
450_wireless_and_video_patents_to_sisvel.html)

34) 그러나 2013년 노키아는 결국 MS에 휴대전화 제조 부문을 매각하였다. MS는 
향후 표준필수특허를 FRAND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업결합에 대
해 한국공정위는 2015년 5월 20일 MS에 대해서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하였고 
Nokia 측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 중이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84007&c 
ode=11151400&cp=n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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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에 달한다.

특허풀 참여 특허권자 비고1 비고2
1 Nokia (Sisvel 자체 보유 특허) 8.5% 8.2%
2 CATT35) 4.6% 4.7%
3 ETRI36) 0.9% 1.2%
4 Orange SAS(France Telecom)37) 0.1% -
5 Koninklijke KPN N.V. 38) 0.02% -
6 Airbus DS SAS39) - -
7 Bräu Verwaltungsgesellschaft mbH40) - -
8 TDF SAS 41) - -

합계 14.12% 14.1%

<표 5> Sisvel LTE 특허풀
(출처: http://www.sisvel.com/index.php/lte-ltea/patent-owners)

*비고1: <표1>에 따른 Sisvel 특허풀에 참여한 각 특허권자의 LTE 표준필수특허 
선언 비중
*비고 2: <표1>의 필수성 평가 기준을 반영한 풀 참여 특허권자의 LTE 
표준필수특허 비중 

35) CATT(Chinese Academy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는 중국의 통신
기술 아카데미로 현재는 Datang Telecom Technology & Industry Group으로 
불리는 중국 이동통신 관련 회사이다.

36)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는 한국의 전
자통신 연구기관이다.

37) Orange SAS는 구 France Telecom으로, 프랑스 대표 이동통신회사이다. 
Deltasight에 따르면 무선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261개, 그리고 그 중 5개의 LTE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8) Koninklijke KPN N.V는 네덜란드 이동통신 회사이다. 2014년 12월 KPN은 
Samsung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Maxwell, R. (2014.12.30). Dutch 
carrier KPN sues Samsung in the US over unauthorized use of patented 
technology. PhoneArena.com.(출처:  http://www.phonearena.com/ne 
ws/Dutch-carrier-KPN-sues-Samsung-in-the-US-over-unauthorized-use-
of-patented-technology_id64222) 또한 Deltasight에 의하면 KPN은 2개의 통
신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9) Airbus DS SAS는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로, Deltasight에 따르면 6개의 무선통
신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개가 LTE관련 특허이다.

40) Bräu는 독일 통신 관련 회사로, Deltasight에 의하면 3개의 전자통신기술 특허
를 보유하고 있다.

41) TDF는 프랑스 최대 방송통신 네트워크 업체이고, Deltasight에 따르면 6개의 통
신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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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licensed LTE 
products per calendar year

Running royalty 
rate per licensed 
product (달러환산)

“Early Bird” 
license fee per 
licensed product 
(달러환산)

up to 100,000 €0.99 ($1.1) €0.6 ($0.67)
100,001 to 2,000,000 €0.8 ($0.89) €0.48 ($0.53)
2,000,001 to 5,000,000 €0.7 ($0.78) €0.42 ($0.47)
5,000,001 to 20,0000,000 €0.6 ($0.67) €0.36 ($0.4)
20,000,001 to 50,000,000 €0.5 ($0.56) €0.30 ($0.33)
50,000,001 and above €0.4 ($0.45) €0.24 ($0.27)

<표 6> Sisvel LTE 특허풀의 실시료 부과 기준
(출처:http://www.sisvel.com/index.php/lte-ltea/license-terms)

*달러 환산은 2015년 6월 8일 유로달러환율인 €1/$1.11 기준이다.

Sisvel의 LTE 특허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첫 계약 시 등록비로

€10,000($11,120)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제품 당 실

시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실시료는 실시권자의 최종 생산량이 커

질수록 실시료가 할인되는 구조이다. 실시권자가 오천 만 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할인 폭이 최대가 되고 이때의 실시료는 €0.4이
다. 오천 만 개 이상의 LTE 제품을 생산하는 실시권자는 상품 당

€0.4를 지불하면 Sisvel 특허풀에서 지원하는 모든 LTE 관련 특허

의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Sisvel과 협상을 시작한지 270일

안에 라이센스 계약 성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는 실

시자에 한하여 “Early Bird“라 하여 실시료를 할인해준다. 이는 기

존의 실시료의 약 0.6배로 할인된 가격들이다. 이 경우 5천만 개 이

상의 제품을 생산한 실시자는 €0.24에 LTE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품에 따라 실시료를 따로 적용하는 Via Licensing 특허풀과 달리

Sisvel 특허풀은 LTE 관련 모든 소비재에 같은 실시료를 적용하며,

이는 Via Licensing의 풀 실시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42)

42) 사실 Sisvel은 LTE 특허풀을 제공하기 시작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실시
자의 생산량과 무관하게 €0.99를 고정 실시료로 요구해왔다. Motorola의 LTE 표
준필수특허를 지닌 Google이 Vialicensing에 참여하면서부터 Sisvel도 
ViaLicensing의 실시료 방식과 같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실시료를 할인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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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vel의 경우도 실시료 수입 분배에 있어 우선적으로 “Patent

Points” 방식을 적용한다.43) 나라별 실시료 수익을 각 회사의 특허

개수 별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도 비례 배분 방식의 일종이다. 이

는 Via Licensing의 Per patent방식과 일치한다. 덧붙여 전체 실시

료 중 적정량은 “Equal Sharing”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는 보통 핵

심 특허권자, 혹은 초기 참여 특허권자에게 동등하게 실시료가 나누

어진다. 앞서 말한 Via Licensing의 Per licensor방식과 유사하다.

(2) 개별 라이센싱

특허풀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특허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제

조회사와 라이센싱 계약을 하게 된다. 특허권자들은 자신들이 보유

한 필수특허의 양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실시율을 정한다. LTE 외의

특허권 라이센싱도 함께 계약하거나, 실시권자와 포괄적 특허 크로

스 라이센싱을 맺기도 하여 매 계약마다 실시료가 상이할 수 있다.

다만 FRAND 관련 실시료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자, LTE

최대 실시료율을 공표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LTE 표준필수특허 보유 점유율 1위의 Qualcomm은 최종생산

품 가격의 3.25%를 실시료로 받는다. 실시율을 공표한 9개의 회사들

의 필수특허 점유율은 50%44)에 달한다. 특허풀에 가입하지 않은 모

든 회사들이 개별 라이센싱 방식을 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LTE

표준필수특허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특허권들은 특허풀이 아닌 개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W. Joff. (2012.11.05.) LTE patent pools create 
licensing royalty rate lines in the sand. iam media. (출처: 
http://www.iam-media.com/blog/detail.aspx?g=c52c7a7d-b4b4-41e0-9657-
9a3af5d3a011)

43) Sabina Brufani. (2011) Patent Pools: the road to successfully 
establishing them. (출처: https://ec.europa.eu/jrc/sites/de 
fault/files/jrc_20110428_ttocirle_brufani.pdf)

44) 여기서 Nokia와 ZTE, Motorola를 제외하면 3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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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라이센싱으로 실시되고 있는 셈이다.

Qualcomm은 실제로 앞으로도 LTE 특허풀에 가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표명했다.45) 대신에 이미 오랫동안 지배적이던 개별 라이센

싱 방식이 특허풀보다 훨씬 유연하여, 변화가 많은 통신 시장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Qualcomm은 앞에서 살펴본 Via

Licensing과 Sisvel의 특허풀과 같이, 이해 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특허풀은 찬성한다고 밝혔다.46) 다만 특허풀 가격이 해당

표준 자체의 FRAND 기준 가격으로 이용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고 경고했다. 이 경우 의도적으로 특허풀에 가입하지 않은 특허권자

의 실시료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LTE 표준필수특허 공표 실시료율

LTE 표준필수특허 특허권자 공표한 최대 실시료율 비고
1 Qualcomm 3.25%47)48) 2.275%49)
2 Huawei 1.5% 50)
3 Nokia Corp 1.5%51) *
4 Ericsson 1.5%52)53)
5 ZTE 1.0%54) **
6 Motorola 2.25%55) **
7 Nokia Siemens Network 0.8%
8 Alcatel-Lucent 2%
9 Nortel 1%56)
참고 InterDigital 2%57)

합계 14.8%***
재인용: Royalty Rates and Licensing Strategies For Essential Patents on LTE 
Telecommunication Standards, Eric Stasik (July 2009)
*: 앞서 말했듯이 Nokia는 2012년 1월 Sisvel에 LTE관련 특허를 모두 매각하였다. 
**:ZTE와 Motorola는 현재 LTE 표준특허 라이센싱을 Via Licensing을 통해 진행중이다.
***:Nokia, ZTE, Motorola를 고려하면 10.05%이다.  

45) Qualcomm의 라이센싱 관리자, Daniel Hermele 인터뷰. from M. Donegan. 
(2011.09.19). Vendors Balk at LTE Patent Pool Proposal. LightReading.

46) Qualcomm의 라이센싱 관리자인 Daniel Hermele이 2012년 4월 18일 
European Commission이 주관한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Licensing in ICT through Patent Pools?” 워크샵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출처: 
http://ec.europa.eu/enterprise/newsroom/cf/itemdetail.cfm?item_id=5777)

47) 2008년 12월 Qualcomm은 공식자료를 통해 LTE와 WiMax 표준필수특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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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시율이 3.25%임을 발표했다. Qualcomm Press Realease (Dec 2008) 
LTE/WiMax PATENT LICENSING STATEMENT. 

48) Qualcomm은 최근 중국 공정거래위원회(NRDC)로부터 3G와 4G SEP의 실시료
가 너무 높아 조사를 받았다. 2015년 2월 중국 NRDC는 Qualcomm이 FRAND 
확약을 어겼으며 $975M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Ho, Lewis. (2015.04.08) 
Qualcomm Transforms SEP-Licensing Landscape In China. LAW3660.

49)  Qualcomm's Chinese settlement calls for a 5% royalty rate on 
multimode 3G/4G devices (including multimode 3G/4G devices) and a 
3.5% rate on other 4G hardware (including 3-mode LTD-TDD devices). 
The key change is that now rates will be derived from a royalty base of 
65% of a device's net selling price, instead of an OEM’s full sales price. 
Qualcomm's royalty rates are typically based on 100 percent of the net 
selling price of a handset. (출처: 
http://www.eetimes.com/document.asp?doc_id=1325631)

50) Huawei believes it will hold 15-20% of all essential patents relate to 
LTE standard, therefore, a royalty rate with some flexibility, but not to 
exceed 1.5 %, is expected. 출처. http://www.huawei.com/ipr2.do

51) Nokia expects Nokia’s rate for devices that deploy LTE as the only 
wireless communication standard to be in a range of 1.5 % from the 
sales price of an end-user device. To avoid unfavorable effects of 
royalty stacking, Nokia will not charge royalties higher than 2.0 % from 
the sales price of an end-user device for IPR that is essential to 
wireless communication standards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wireless 
standards deployed in such a device. 출처. 
http://www.nokia.com/press/ipr-information/statement/nokia-licensing-p
olicy-on-long-term-evolution-and-service-architecture-evolution-essentia
l-patents

52) Ericsson said all of its LTE agreements will be made according to 
Ericsson's proportional share of the standard IPR that relates to the 
relevant product category. Ericsson likewise honors the same industry 
practice by ensuring a maximum cumulative rate on LTE technology not 
exceeding a single-digit rate. Ericsson´s fair royalty rate for LTE is 
therefore expected to be around 1.5 % for handsets. 출처. 
http://www.telecomseurope.net/content/ericsson-licenses-lte-technology

53) Ericsson은 2015년 1월 Apple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하여 1.5%의 LTE 
실시료를 요구하였다. Mueller, Florian. (2015.01.16). Ericsson may demand 
1.5% of Apple's sales from LTE-compatible iPhones and iPads for its 
patents. Foss Patnets. (출처: 
http://www.fosspatents.com/2015/01/ericsson-may-demand-15-of-apples
-sales.html)

54) ZTE will license its LTE essential patents for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s with a maximum 1% from the sales price of an end-user 
device. (출처: http://investorshub.advfn.com/boards/ 
read_msg.aspx?message_id=36813653)

55) Motorola expects that its essential patent royalty rate for LT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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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TE 표준 실시권자의 예상 실시료

LTE 표준을 포함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 회사는 특허권자와 일

대일 계약을 하거나 특허풀을 통해 일대다 계약을 하여 LTE표준

실시권을 받을 수 있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라이센싱과

두 특허풀을 통하여 LTE 표준의 실시권을 받으면 총 61.35%의

LTE 표준필수특허의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실시권자가 오

천 만 개 이상의 상품을 생산한다면,58) 총 최종 상품 가격의 14.8%

는 개별 라이센싱에, $2.1와 0.4유로($0.45)는 특허풀에 지불하는 비

용이 된다.

이제 예를 들어 실시권자의 예상 실시료를 계산해보자. 이 실시권

자가 평균 도매 가격(ASP: Average Selling Price)이 가장 높은 북

아메리카의 스마트폰 생산업체라고 하자. 북아메리카의 2013년 스마

트폰 평균도매가격은 $53159)이다. 그렇다면 오천 만 개 이상의 스마

and equipment (e.g. infrastructure and subscriber handsets) will be 
approximately 2.25 %. (출처:ht tp ://www.motoro la . com/content . j s 
p?globalObjectId=8827)

56) Nortel will charge about 1% of sales for use of its LTE patents, which 
is less than the 1.5 % rate another manufacturer has announced, 
Danny Locklear, Nortel’s director of global wireless marketing. (출처: 
http://www.itworldcanada.com/a/Daily-News/eb183512-5a9a-433f-ba1a-c
be6cf69dc31.html)

57) Interdigital은 최근 중국 센졘 법원으로부터 2G,3G와 4G에 대한 특허 실시계약
에 있어 현행 2%의 실시료율이 너무 높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Huawei 최종
제품의 0.019%가 Interdigital의 FRAND 실시료율로 적합하다고 판결하였다. 
Han, Michael. & Li, Kexin. (2013). Huawei v. InterDigital: China at the 
Crossroads of Antitrust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Innovation.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58) 세계 5대 스마트폰 제조회사인, Samsung, Apple, Huawei, LG, Lenovo는 모
두 2013년 4천만 개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하였다. 그 중 5천만 개 이상을 생산
하는 제조회사는 Samsung과 Apple뿐으로, Samsung은 3억 천3백만 개, Apple
은 1억 5천 3백만 개의 스마트폰을 생산하였다. IDC Worldwide Mobile Phone 
Tracker, January 27, 2014. (출처: 
http://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246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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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을 생산하는 실시권자에게는 총 $81.138 (=$531*14.8% + $2.1

+ $0.45)60)가 LTE 표준 실시권 비용으로 집계되며, 이는 총 최종

상품 가격의 15.28%가 LTE 표준을 구현하는 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실시권자가 평균 도매 가격이 가장 낮은 아시아 지역의 스마

트폰 생산업체라고 하면, 2013년 기준으로 이 회사의 스마트폰 평균

도매가격은 $26261)이다. 오천 만 개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실

시권자에게 총 $41.32 (= $262*14.8% + $2.1 + $0.45)62)가 LTE 표

준 실시권 비용이다. 이는 총 최종 상품 가격의 15.77% 수준이

LTE 표준을 구현하는 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59)  대륙별 스마트폰 평균 도매 가격 표. (출처: http://www.statista.com/ 
statistics/283334/global-average-selling-price-smartphones/)

60)개별 라이센싱 실시료를 공표한 회사 중에 Nokia, ZTE, Motorola는 제외할 수 
있다. 우선 Nokia는 2012년 1월 보유한 LTE 표준필수특허를 Sisvel에 매각하였
고, ZTE와 Motorola의 LTE 필수특허는 현재 Via Licensing 특허 풀을 통해 실
시할 있다. 이 셋의 공표 실시료를 제하면 $55.92(=$531*10.05%+$2.1+$0.45)가 
LTE 표준특허 실시료로 계산되며 이는 최종 상품 가격의 10.5%에 해당한다.

61) 각주 60
62) 각주 61과 같은 방식으로 Nokia, ZTE, Motorola를 제외한 후 계산한 예상 실

시료는 $28.881 (=$262*10.05% + $2.1 + $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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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요 기업의 LTE 표준필수특허 선언 및 실시 현황

LTE 표준필수특허 특허권자 점유율
개별

라이센싱

특허풀

비고Via
Licensing Sisvel

1 Qualcomm 11.1% 2.25%
2 Samsung 11.0% 63)

3 Huawei 10.2% 1.5%
4 Nokia Corp 8.5% 1.5% * 0
5 InterDigital 7.1% <2%64)

6 Ericsson 6.7% 1.5%
7 ZTE 6.2% 1% ** 0
8 LG 5.4% 65)

9 Motorola 5.2% 2.25% ** 0
10 CATT 4.6% 0
11 NTT DOCOMO 4.5% 0
12 Sharp 3.2% 1
13 Texas Instrument 2.1% 1
14 Nokia Siemens Networks 1.8% 0.8%
15 Panasonic 1.8% 1
16 NEC 1.7% 1
17 Apple 1.3% 1
18 Alcatel-Lucent 1.0% 2%
19 ETRI 0.9% 0
20 HTC 0.7%
21 InnovativeSonic 0.7%
22 Pantech 0.7%
23 RIM 0.5%
24 Siemens 0.4%
25 Nortel 0.4% 1%
26 Intel 0.3%
27 Sony 0.3%
28 Freescale 0.2%
29 IPR Licensing 0.2%
30 General Dynamics 0.2%
31 Marvell 0.2%
32 Andrew LLC 0.1%
33 Deutsche Telekom 0.1% 0
34 Airbiquity 0.1%
35 FranceTelecom/Orange SAS 0.1% 0
36 Telecom Italia 0.1% 0
37 TruePosition 0.1%
38 VoiceAge 0.1%
39 Infineon 0.03%
40 Renesas 0.03%
41 AT&T 0.02% 0
42 Broadcom 0.02%
43 Gemplus 0.02%
44 HP 0.02% 0
45 Icoding 0.02%
46 III 0.02%
47 Koninklijke 0.02% 0
48 PicoChip 0.02%
49 VirnetX 0.02%
50 China Mobile Com. Corp. 0
51 Clear Wireless 0
52 DTVG Licensing 0
53 KDDI Corporation 0
54 SK Telecom 0
55 Telefonica 0
56 Airbus DS SAS 0
57 Brau Verwaltungsgeselschaft 0
58 TDF SAS 0

합계 14.8% $2.1 0.4유로
10.05%

 

63) Samsung과 LG는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고, 실시료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이는 
타 기업의 LTE특허와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방어적 메커니즘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일례로 1) Samsung은 Ericsson과의 특허 분쟁을 크로스 라이센
싱으로 합의했다. (출처:http://www.ericsson.com/news/1757163) 2)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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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 사례의 정형화된 사실

앞에서 살펴본 현실 사례를 통해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을

도출하고 이를 뒤에서 모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LTE 표준과

LTE 특허풀의 현실 사례를 연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정리할 수 있다.

1) 특허풀은 특허권자의 보유 특허 수에 비례하여 실시료 수입을

분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LTE 표준과 관련한 특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두 개의 특허풀 사

례를 연구해 본 결과, 두 특허풀에서는 유사한 실시료 분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특허풀은 참가한 특허권 개개의 가치를 고려하기 보

다는 모든 특허권을 동등하게 인식하여, 실시권자로부터 거두어들인

실시료 수입의 대부분을 특허 개수에 비례하여 해당 특허권자에게

나눠준다. Via Licensing에서는 이를 Per company 방식으로, Sisvel

에서는 Patent points 방식으로 부른다. 단, 실시료 수입 중 적당량

은 Nokia와도 크로스 라이센싱 관계에 있다. 2013년에 Nokia와의 크로스 라이센
스 계약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Samsung이 Nokia에 추가적으로 납부
할 금액에 대해서는 2015년에 binding arbitration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F. 
Mueller. (2013.11.04). Samsung and Nokia extend patent license 
agreement for five years -- scope unclear for now. Foss Patnets. (출처:
http://www.fosspatents.com/2013/11/samsung-and-nokia-extend
-patent-license.html) 

64) Interdigital은 최근 중국 센졘 법원으로부터 2G,3G와 4G에 대한 특허 실시계약
에 있어 현행 2%의 실시료율이 너무 높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Huawei 최종
제품의 0.019%가 Interdigital의 FRAND 실시료율로 적합하다고 판결하였다. 
Han, Michael. & Li, Kexin. (2013). Huawei v. InterDigital: China at the 
Crossroads of Antitrust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Innovation.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65) LG는 2014년 Google과 크로스 라이센싱 10년 계약을 맺었다. Nguyen Choung 
H. (2014.11.04). LG, Google to cross-license patents in long-term 
agreement. Android Central. (출처: http://www.androidcen 
tral.com/lg-google-cross-license-patents-long-term-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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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리 일부 떼어 특허권자에게 고루 분배하는데, Via Licensing에

서는 이를 Per company 방식으로, Sisvel에서는 이를 Equal

sharing 방식으로 부른다. 그러나 이는 전체 실시료 수입 중 매우

적은 일부분에 해당한다.

두 특허풀 모두 균등 배분 방식으로 나누어 주는 비중이 전체 실

시료 수입에서 크지 않으므로, 이 방식을 제외하고, 비례 배분 방식

을 특허풀 실시료 분배 방식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로 인지하겠다.

2) 대형 특허권자는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인 실시 계약을

통해 실시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LTE 표준과 관련한 특허권자들을 살펴본 결과, 특허권자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우선, 필수성이 높아 가치가 큰 표준

필수특허를 많이 보유한 특허권자 그룹이 있다. 이 논문에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이들 특허권자를 대형 특허권자라고 하

겠다. 반대로 표준과 관련한 특허의 필수성이 낮고 표준필수점유율

이 낮은 그룹을 소형 특허권자로 부르겠다.

대형 특허권자에 속하는 그룹으로는 Qualcomm, Samsung,

Huawei, Nokia, InterDigital, Ericsson, LG 등이 있다. 이들 중

Samsung, LG, Huawei와 같은 기업들은 LTE 표준이 포함된 제품

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통해 수

입을 얻기 보다는, 같은 산업 내 경쟁 기업의 특허 실시권을 받기

위해 방어적으로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Qualcomm과

Ericsson은 앞에서 살펴본 보고서들에 의하면 가치가 높은 LTE 표

준특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형 특허권자로서의 특성이 강하

다고 하겠다.

강력한 특허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특허권자들은 FRAND 의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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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다른 특허권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시료를 책정하기 때

문에 특허풀에 들어갈 유인이 적을 것이다. 이러한 대형 특허권자들

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특허풀에 들어가지 않고 개별 라이센싱을 통

해 특허권을 실시해 왔으며,66) 위에서 언급했듯이, Qualcomm은 앞

으로도 들어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3) 소형 특허권자들은 특허풀을 형성하여 실시권을 행사하는 경향

이 있다.

반면 특허풀에 속한 특허권자들을 살펴본 결과, 다수가 소형 특허

권자에 속한다. Via Licensing은 총 13개 특허권자 중, ZTE,

Google, NTT Docomo를 제외하면, LTE 표준필수특허의 0.1% 이하

를 보유한 이동통신회사들이 주를 이룬다. Sisvel 특허풀은 CATT

를 제외하면 모두가 1% 이하의 표준특허 보유율을 보인다.67) Sisvel

의 경우도 주로 이동통신사, 혹은 통신과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 참

여하였다.

약한 특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 특허권자들에게는, 특허권이

주 수입원은 아니지만, 사업행위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들은 특

허풀을 통해 풀에 속한 다른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으

며, 보유한 특허의 실시권을 특허풀에 일임하여 더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형 특허권자들은 특허풀에 가입할 유인이 높

을 것이다.

66) Nokia는 Sisvel에 LTE특허 부분을 자산 매각하였으므로, 이 논의에서는 예외로 
한다.

67) Nokia는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2년 회사사정에 의해 
이를 Sisvel에 매각하였으므로 논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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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장. 모형과 분석

여기서는 Lerner와 Tirole(2014)의 모형을 소개하고 현실을 반영한

요소를 모형에 추가하여 사례 연구에서 찾은 사실을 확인한다.

1. Lerner와 Tirole(2014)의 모형

(1) 기본 모형

논문에서는 기능(functionality)과 그 기능을 행하는 특허(patent)를

별개로 구분했다. 표준화기구는 개의 기능(  ⋯) 중에서

뒤에서 설명할 여러 제약을 고려하여 특정 기능 조합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표준은 기능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 )이 된다.

다시 말해, 표준화기구가 정하는 것은 특허의 조합이 아닌, 기능의

조합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정해진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특허 중에 가장 적합한 특허를 실시할 것이

다.

표준조합 의 가치는 로 표시한다. 표준 조합에 기능이 추가

된다고 항상 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의 가치가 10일 때에,   의 가치는 11이지만,

  의 가치는 9일 수 있다. 다만 가치를 극대화하는 표준

조합을 효율 표준조합   arg 이라 하겠다.

사용자는 사용자 개인의 이행비용인 에 따라 이질적이다. 여기서

이행비용이란 사용자가 해당 표준 조합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기회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자의 이행비용인 는 양의 실수의 범위

에 존재하며,  의 확률밀도함수와  의 누적분포함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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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ner와 Tirole(2014)은 max 의 범위의 에서  는 두 번

연속 미분 가능하며 ′ 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사용자가 표준 조합을 구현하여 얻는 효용은 사용자 개인의 이행

비용 에 따라 정해진다. 표준 조합 S에 대한 사용자의 수요는 표

준 조합 S를 실현하기 위한 가격에서 그 가치를 뺀 순 가격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때의 가격은 이행 비용과 특허 실시료의 합이다. 즉,

이행 비용 가 투입되는 사용자는 투입 비용과 실시료의 합보다 특

허조합의 가치가 클 때( ≦ ), 비로소 특허 조합 S를 수

요하려 한다. 여기서 란 사용자가 표준 조합 를 구현하기 위

해 필요한 모든 특허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을 때 지불하는 총 실시

료 합을 의미한다. 각 특허권자에게 는 보유하고 있는 각 특허

에 부여하는 라이센스 가격의 총합을 의미한다.

덧붙여 이행 비용 의 확률 함수를 적용하면 표준 조합 S에 대한

수요를 수식으로 얻을 수 있다.

≡Pr≦ 
다시 말해, 표준 조합 S에 대한 수요는 S의 순효용인  에

대한 의 누적확률 값이다.

(2) 표준특허 시장의 경쟁균형

표준 조합은 작성되기 이전에는 기능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지

니지만, 일단 작성되고 난 이후에는(ex post) 결코 수정될 수 없다.

즉 작성 후에는 기능 간 매우 강한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여 사

용자가 작성된 표준 외의 대안을 절대로 제안할 수 없다. 이를 두고

기술 환경이 퍼티찰흙(putty-clay)과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한다. 그

러나 경쟁균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준의 이러한 일반적 상황과

다르게,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표준 조합을 수정할 수 있는 퍼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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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putty technology)상황을 가정한다.

사용자의 효용과 각 특허권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표준특허 시장

의 경쟁균형       을 정의해보자. 여기서 는 경쟁균형 표준

조합을 의미하며     는 기능 별 경쟁균형 가격 집합을 의미

한다.

우선 사용자는 가능한 모든 특허 조합 중 가장 큰 순 효용을 주

는 조합을 경쟁균형 표준 조합()으로 정할 것이다.

max 

반면에 기능 내 대체 제약, 기능 간 대체 제약, 수요 마진을 고려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가격 조합을 경쟁균형 가격

    으로 찾을 것이다.

min 

where ≡ \max ∉

and ≡arg   \
(\≡

≠ 

)

특허권자는 세 가지를 고려하여 개별 가격을 설정한다. 특허권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찾는다. 아무 제약

이 없을 때 특허권자에게는 이 가격이 그의 이익을 가장 크게 만드

는 가격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보다 높게 받을 유인은 절대 없

다.

그러나 표준특허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표준 조합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약을 추

가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첫째로 특허권자는 기능 내 대체 제약(within functionality

substitution constraint)을 고려해야한다. 기능 내 대체 제약이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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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특허 중에 특허권자의 특허가 그 기능에

채택되기 위해서는 다른 특허로 옮겨가는 데에 필요한 가장 작은

추가 비용( )보다 특허의 가격이 작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허권자

는 대체 관계에 놓인 특허를 사용자가 채택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인 비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사용자는 그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대체 특허를 채택할

것이다. 이 는 기능 내의 경쟁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경쟁정

도가 강한 기능의 경우 가 낮아 가격이 낮게 채택될 가능성이 있

다.

두 번째로 특허권자는 기능 간 대체 제약(cross functionality

substitution constraint)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표준 조합을 이루는

기능 중에 해당 기능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표준 조합보다

해당 기능이 포함된 표준 조합의 가치가 더 커야하며, 특허권자는

그 증가된 가치(; essentiality)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표준조합을 정할 때에 기능을 포함할 것인지는 가 포함되

지 않은 조합 중에 순효용이 가장 큰 값보다 가 포함되면서 표준조

합의 순효용이 늘어나야 한다. 만약 가격을 결정하는 시점이 표준

작성 후(ex post)라면, 이 기능 간 대체 제약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진다.

다시 말해 특허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가격을 찾되, 그

값이 기능 내 대체 제약인 보다 높을 수 없고, 기능 간 대체 제약

인 보다 높을 수 없다.

이렇게 정의된 경쟁균형 특허 조합( )은 결국 효율특허 조합( )과

같다는 것이 Lerner와 Tirole(2014)의 Proposition 1.(i)에 증명되어

있다. 따라서 표준특허 시장의 경쟁균형은 [   ⋯]임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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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3.

(i) 만약     일 때,  에 속한 기능에 해당하는 특허

권자가 모두 참여하며, 해당 특허 조합에   의 가격을 부여

하는 특허풀을 고려해 보자. 이 때, 균형은 존재하며 이 균형은

  이다. 덧붙여 경쟁균형이 유일하다면, 풀 참가자들이

개별 라이선스를 부과하지 않는 특허풀이 형성되고 그 결과 후생

도 유일하게 정해진다.

(ii) 만약       일 때, 이 때의 특허풀은 후생을 감소시

키고, 참가한 특허권자들이 개별 라이선스를 통해    의

균형이 나온다. 결과적으로는 경쟁균형 결과와 같게 된다. 

(3) 효율 표준 특허풀과 경쟁균형 벤치마크 가격

다음으로는 Lerner와 Tirole(2014)의 Proposition 3을 소개하겠다.

우선 주어진 표준조합으로 특허권자 전체가 하나의 주체가 되어 이

익을 최대화하는 가격을  라고 한다. 이는 보통 독점가격에 해

당되는데, 여기서는 특허풀 가격이라 부른다. 반면에 각 특허권자가

정한 경쟁균형 개별 가격의 총합을   라고 하겠다.

≡arg 
  ≡

 
 ∈ min 

이 때, Lerner와 Tirole은 둘의 대소관계에 따라 도출되는 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위의 (i)의 상황과 같이, 경쟁균형 가격의 총합이 특허풀 가격을 초

과하면, 소비자는 같은 표준 조합을 더 낮은 가격으로 실시할 수 있

으므로, 이때 특허풀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 또한 특허풀 내

의 실시료 분배가 항상 경쟁 균형 상황보다 크게 되도록 이루어지

는 특허풀이라고 가정하면,68) 각 특허권자도 특허풀을 통해 이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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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와 특허권자 모두 특허풀을 선호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인 (ii)의 상황에서는 풀 가격이 경쟁균형 가격의 총합

보다 크므로, 이때의 특허풀은 후생을 감소시킨다. 특허풀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라이선스를 부과할 수 있다면, 특허권자는, 모두가 개별

라이센싱을 부과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수요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개별 라이센싱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후생을 감

소시키는 특허풀은 특허권자들의 개별 라이센싱으로 경쟁 상황을

회복하게 되고 이에 따라 특허풀은 해체된다.

따라서 오직 풀 가격이 경쟁가격의 총합보다 작을 경우에 특허풀

이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유지된다. 반대의 경우, 특허풀이 생기더라

도 풀에 속한 특허권자들이 사후에 개별 라이센싱을 통해 경쟁균형

개별 가격을 부과하고, 사용자는 특허풀보다 총합이 낮은 개별 라이

센싱을 선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풀이 해체되고 경쟁균형 결과

가 나온다.

즉, Proposition 3에 의하면,  과    중 낮은 가격이 균

형 가격이 되는 것이다.

 ≡min    
이를 Lerner와 Tirole(2014)은 모형 전체의 경쟁 벤치마크 가격으로

삼고, 뒤에서 이를 제도를 통해 재현해내어야 할 기준으로 삼았다.

(4) 현실 표준특허 시장(putty clay environment)

경쟁균형과 반대로 표준이 작성된 이후 절대 수정할 수 없는 경우

(putty clay environment)를 고려해보자. 이때 만약 표준이 작성된

이후(post-standard)에 특허권자가 개별 가격을 정한다면, 이때 정해

68) 3장에서 이 분배율이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임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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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개별 순 가격의 합은 항상 경쟁균형 개별 순 가격 합보다 크

다. 이는 Lerner와 Tirole(2014)의 Proposition 4.(ii)에서 증명하였다.

더욱이 현행 FRAND 확약과 같은 단순한 가격 확약은 표준이 작

성된 이후에 특허권자가 가지게 되는 시장지배력을 전혀 제어할 수

없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특허권자들의 사후 가격 책정에 어떠한

강제성을 띠지 않아 Proposition 4의 (ii) 결과는 더욱 현실성이 크

다.

또한 만약 표준화 작성 과정에서 가격을 정한다면, 표준화기구가

특허권자의 이익을 몰수할 위험이 있다. 아무리 공정한 표준화 기구

라도 해당 특허권자의 기능을 표준에 포함시켜주는 대가로 낮은 가

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5) Lerner와 Tirole (2014)의 제안: 구조화된 가격 확약 제도

표준이 작성된 이후에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FRAND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이 시작하기 전(ex ante)에 가격

확약을 해야 한다. Lerner와 Tirole(2014)은 표준이 작성되기 전에

가격을 확약하고 표준화 기구가 가격을 고려하여 표준을 작성한다

면 경쟁균형의 결과를 재현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담은 구

조화된 가격확약 제도와 그 결과를 Proposition 9을 통해 소개하겠

다.

구조화된 가격확약 제도란 현행 FRAND보다 한층 강력한 가격

확약제도로, 특허권자가 표준화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표준화 이후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인 실시료 캡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표준화 기구는 이 가격 확약을 고려하여 표준을 작성한다. 이에

더하여, 표준 작성 이후 특허풀이 형성될 수 있고 이 특허풀이 가격

캡에 한하여 개별 라이센싱을 항상 허용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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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9 구조화 가격 확약 제도 하에서,

(i) 만약      일 경우, 구조화 가격확약의 균형은 경

쟁균형 가격으로의 확약을 포함하고, 이 때 표준화기구는 효율

표준조합  을 선택하며, 특허풀 없이 개별 라이센싱을 한다. 따

라서    의 경쟁 벤치마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ii) 만약   ≧   일 경우, 구조화 가격 확약의 균형이 경

쟁균형 가격과 다르지만, 표준화기구는 효율 표준 조합 을 선택

하며, 이 때 특허풀이 형성된다. 따라서    의 경쟁 벤치

마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균형 벤치마크를 구현해 낼 수 있다. 이는 Lerner와 Tirole의

Proposition 9에 나와 있다.

결과적으로 구조화된 가격 확약 제도를 통해 앞에서 정의한 경쟁

벤치마크 가격을 구현해 낼 수 있다. 특히 (ii)의 경우와 같이 구조

화된 가격 확약 제도 내에서, 후생을 증진시키는 특허풀이 유연한

실시료 분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모두가 특허풀에 참여하여 경쟁

상태를 재현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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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의 수정 및 모형의 확장

우선 Lerner와 Tirole(2014)이 제안한 구조화된 가격 확약 제도와

현실을 비교해보자. 이들은 표준화가 완료되기 전에 관련 특허권자

들의 가격 캡 확약을 강제하고, 표준화 이후에도 캡 이상으로는 가

격을 설정하지 못하게 했다. 앞에서 확인한 LTE 표준 사례69)에 따

르면, 표준화 작성이 완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9개의 LTE 대형 특

허권자들이 FRAND 확약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율 캡70)을 공표하고,

표준화가 진행된 후에도 그 이상으로는 LTE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실이 아직 논문의 구조화된 가격 확약을 완벽히 담아내지는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LTE 필수특허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특허

권자들이 가격 캡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이 현행 캡을 어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각 회사의 현행 실시료 캡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만약 나머지 회사들도 실시료 캡을 발표하고, 모든 회사들이 공표

한 실시료 캡 이하로 실시료를 정하도록 한다면, Lerner와 Tirole이

제안한 구조화된 가격 확약 제도가 실시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때 경쟁가격의 총합보다 풀 가격이 낮기만 하다면,

모든 특허권자는 모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전체 풀을 형성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구조화 가격 확약이 제도화되면 경쟁 벤치마크를 구현해 낼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사례 연구에서 찾은 요소를 모형에 추가

하여, Lerner와 Tirole(2014)이 말한 제도 내에서도 경쟁 벤치마크가

69) 앞의 <표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Qualcomm 등 LTE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는 
9개의 회사가 2009년 7월 당시 이미 자신들의 개별 라이센싱 실시율을 공표하였
다. 이들은 공표한 실시율 이상으로 실시율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70)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형 특허권자들이 공표한 구체적인 실시율 캡이 비현실
적이라는 한계점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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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예로 보이려 한다. 엄밀히 말하면, 풀

가격이 훨씬 낮은 상황임에도, 특허풀의 실시료 분배 방식에 따라

특허권자들이 전체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

Lerner와 Tirole(2014)의 모형의 가정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존재한다. 바로 특허풀 내 특허권자에게 특허풀 실시료 수입을 분배

하는 분배율이다. 그들은 후생을 증진하는 풀이 특허권자에게도 이

득이 되도록 하는 분배율은 임의로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가

격이 낮아지면서 늘어난 전체 이익을,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분배

율을 정하면, 모든 특허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경쟁가격을 실시하는

것보다 전체 풀을 통해 실시하고 수입을 분배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유연한 분배 공식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실 사례를 살펴본 결과, 현행 특허풀 회사들은 비례배분

방식으로 분배율을 정하고 있다. 특허풀에 참가한 특허권의 가치는

모두 다르다. 그리고 특허풀에 참가한 특허권자는 특허풀에 실시한

자신의 특허권이 특허풀에 기여하는 만큼을 분배받고 싶어 한다. 하

지만 현실적으로 각 특허권의 기여도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불가

능하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풀에 실시한 특허권의

개수로 그 기여도를 대신하고 있다.

이제 필수성에 차이가 있는 특허권을 가진 세 명의 특허권자를 놓

고, Lerner와 Tirole(2014) 모형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전체 특허풀이

균형으로 나오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확인해 보겠다.

총 3개의 기능이 존재하는 단순한 형태의 표준특허 시장을 가정해

보자.

Assumption.1.   , ⊂   

또한 가능한 모든 표준 조합(S)에 대한 가치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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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3개의 기능이 모두 포함되었을 때에 표준 조합의 가치가 최대

( )가 된다. 기능 1은 전체 표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기능이다.

이와 달리 기능 2과 3은 기능 1에 부수적인 가치를 더할 뿐이다. 이

에 따라 기능 1과 2가 포함되지 않은 조합의 가치는 항상 0이다. 그

리고 기능 1과 2를 합한 가치는 총 표준의 가치의 절반을 넘어선다.

또한 표준에서 부수적인 가치를 담당하는 기능 3과 4는 대칭적인데,

이 둘 중 하나가 빠졌을 경우에는 그 가치가 표준 전체 가치의 

보

다는 커진다.

Assumption 2.  








   

     
   
 



      
  

    
  

이 때 효율 표준 조합( )은 이고, 그 가치는 이다.

  arg   
또한 사용자의 이행 비용인 는 max의 범위에서 균등 분

포를 띤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이행비용은  에 균등분포 되어

있고, 표준조합에 대한 수요는 모형에서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다.

Assumption 3. ∼     ,

        


 

또한 에 속하는 모든 에 대하여 ≧    임을 가정하자.

즉 3개의 기능에 있어 기능 내 경쟁 강도가 매우 낮아, 정해진 기능

에 대해 단 하나의 특허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의 가격

결정에 있어 기능 내 대체 제약은 배제하고 하나의 기능에 단 하나

의 특허만 고려하면 된다.

Assumption 4. ≧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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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풀이 형성되었을 때 특허권자 간 실시료 분배율( )은 비

례배분 방식에 따라 특허권자 가 보유한 특허 수를 특허풀 전체 특

허 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즉 특허권자 의 특허풀 내

특허 점유율이 특허풀 내 실시료 분배율이 된다.

Assumption 5.   percentage of patents that patent

holder p gives a license to a pool

이제 특허권자들 간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비대칭성을 가정하자. 특

허권자 A가 기능 1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권자 B는 기능 2

를, 특허권자 C는 기능 3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형특허권자

A와 소형특허권자 B, C가 특허풀 형성 게임(patent pool formation

game)을 한다고 하자. 이 게임은 동시 게임으로 각 특허권자는 모두

{IN , OUT}의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한다. 이 동시 게

임으로 나올 수 있는 OUTCOME은 모든 특허권자가 풀에 참여하는

{A, B, C}(전체 풀), 두 특허권자만 풀에 참여하는 {{A, B}, C}, {{B,

C}, A}, {{A, C}, B} (부분 풀), 한명만 특허풀에 참여하거나 혹은 아

무도 참여하지 않아서 모두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A}, {B}, {C}}(개

별 실시)의 총 다섯 가지 경우가 나온다. 각 다섯 가지 결과가 나올

때 특허권자가 책정하게 되는 가격과, 그 때의 실시료 수입을 정리해

보자.

1) 모든 특허권자가 풀에 참여하는 경우: {A, B, C}

모든 특허권자가 풀에 참여하면 전체 풀이 형성된다. 이 전체 풀은

마치 독점기업처럼 행동하여 풀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의 실시료 수입을 각 특허권자의 특허권 점유율에 따라 분배하는데,

이에 따라  


  


  


이다. 전체 풀이 형성되었을 때의

풀 실시료와 각 특허권자가 분배받는 수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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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    

 

   
    


 

   
     

 

   
     

 

2) 아무도 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A}, {B}, {C}}

우선 각 특허권자는 각각의 필수성( )과 를 비교하여 가격을 정한

다. 기능 1의 필수성은  
    이다. 즉 자신을 제외한 특허

들의 실시료를 제한 나머지(residual)가 자신의 필수성인 것이다. 기

능 2의 필수성은 위에서 정의한 대로,

 
    max ∉         인데,   ≧ 의 범위

에서 는
 과 같다. 기능 3의 필수성도 이와 같다.

이때 가치가 작아서 필수성이 낮은 특허 2와 3의 경우엔 기능 간

대체 제약에 따라 가격을 필수성 만큼만 부과해야 한다. 즉 전체 표

준의 가치에서 소형 특허권 하나가 빠졌을 때의 가치를 제한 

이다. 반면 필수성이 높은 기능 1의 특허를 가진 특허권자 A의 경우

에는 항상  
      


    이다. 따라서 기능 간

대체 제약이 작동하지 않아 특허 2과 3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

아들인 후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가격인  을 선택한다. 핵심

가치를 지닌 A에게는 기능 간 대체 제약이 무의미해지고 항상 그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의 경

우 대형 특허권자의 가격은   

 

이 되고 소형 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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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은  이 된다. 이때 전체 경쟁균형 가격의 총합은

  
 이고, 이는 항상    이다.

      
   

    
 

이때 각 특허권자의 실시료 수입은 각자의 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3) 두 특허권자만 풀에 참여하는 경우

(1) 소형 특허권자 둘이 풀을 이루는 경우: {{B, C}, A}

소형 특허권자 둘만 풀을 이루는 경우, 이제 B와 C는 하나의 주체

로서 가격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들은 풀 실시료 수입을 똑같이 나

눠 가질 것이다. 위의 가정 하에서 소형특허권자 B와 C가 보유한

특허권은 충분히 작아서 이들의 풀 실시료는 기능 간 대체 제약에

따라 두 기능의 필수성 만큼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대형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필수성이 충분히 커서 B와 C의 풀 실시료를 주어진 것으

로 보고 A의 실시료 수입을 최대로 하는 가격을 설정할 것이다. 이

때 대형 특허권자와 특허풀의 실시료, 그리고 각 특허권자의 실시료

수입은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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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대형특허권자와 소형특허권자의 풀: {{A,B}, C} or {{A,C},

B}

A와 B가 특허풀을 형성하거나 A와 C가 특허풀을 형성하는 두 경

우가 대칭되므로, 여기서는 A와 B가 특허풀을 형성할 경우로 설명하

겠다. 대형 특허권자와 소형특허권자가 풀을 이루는 경우, A와 B는

하나의 주체로서 가격을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풀 실시료 수

입을 보유한 특허권 개수에 비례하여 나누는데, 이는

  


  


와 같다. 위의 가정 하에서 소형특허권자 C가 보유

한 특허권은 충분히 작아서 C는 항상 필수성 만큼 실시료를 설정하

여    
 이 된다. 반면 특허권자 A와 B가 보유한 특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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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는 필수성이 충분히 크므로, 항상 그들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가

격 수준을 풀 실시료로 설정할 것이다. 이때의 실시료 수준과 각 특

허권자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

이제 가정한 특허풀 형성 게임에서 과연 Lerner와 Tirole(2014) 모

형의 결과와 같이, 후생을 증진시키는 전체 풀이 형성되는지 알아보

자.

Lerner와 Tiroe(2014)이 추구한 전체 풀이 형성되기 위한 세 특허

권자의 전략은 {IN, IN, IN}이다. 이때 이 균형이 안정적(stable)인지

알아보자. 특허권자 B와 C가 전략 IN을 선택한 상황에서, 대형 특

허권자 A의 최적전략은 OUT을 선택하는 것이다.

 OUTININ  A INININ
따라서 개별 라이센싱 가격의 총합보다 가격이 낮아 소비자 후생

을 증진시키는 풀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대형 특허권자 A가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 풀이 균형으로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LTE 현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형특허권자는 개별

라이센싱을 하고, 소형특허권자가 풀을 형성하는 경우가 균형으로

나오는지 알아보자. 이때 특허권자 A, B, C는 순서대로 {OUT, IN,

IN}전략을 취할 것이다.

대형 특허권자 A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머지 특허권자가 모두

IN을 선택하였을 경우 항상 전략 OUT을 선택한다. 이제 소형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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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B와 C의 최적전략을 찾아보자. 소형특허권자 B의 경우, A가

OUT을 선택하고 C가 IN을 선택하였을 때, OUTININ와
 OUTOUTIN을 비교하여 최적전략을 찾을 것이다. 이 때,


   고 

   인 경우,   
    


  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IN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C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앞에서 가정한 6개의 가정 내에서, 대형 특허권자 A는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경우에 소형 특허권자

B와 C만 특허풀에 참여하는 상황이 균형으로 나올 수 있다.

Proposition. 앞에서 가정한 Assumption 내에서,

(i) 대형 특허권자는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아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 풀은 형성되지 않는다.

(ii) 만약 

  이고 
    이고, 다음의 식을 만족하면,

  
    


 

소형 특허권자들만 모여서 부분 풀을 형성하는 균형이

도출된다.

추가적으로, 모두가 {OUT, OUT, OUT}의 전략을 선택한 경우도

안정적인 균형이 나온다. 그렇지만 {OUT, IN, IN}의 전략이 {OUT,

OUT, OUT}의 전략보다 파레토 개선을 이룬 균형이므로 사회적으

로 더욱 바람직한 균형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TE 표준 사례에서 살펴본 실시료 분배 방식인 비례배

분 방식을 모형에 적용하여, Lerner와 Tirole(2014)의 제안과 달리 후

생을 증진시키는 전체 풀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

허풀에 속한 각 특허권의 개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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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후생을 증진시키는 특허풀이라 하더라도 필수성이 높은 특

허를 가진 대형 특허권자는 특허풀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어, 모두

가 참여하는 전체 풀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LTE

표준 사례의 정형화된 사실처럼 필수성을 적게 띠는 특허를 소유한

소형 특허권자들이 특허풀을 형성하는 결과가 균형으로 도출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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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장.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표준화 제도와 표준필수특허의 실시 수준을 알아보

기 위해 LTE 표준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LTE 표준 특

허 시장과 특허풀의 현실을 살펴보고, 세 가지 정형화된 사실을 확인

하였다. 우선, 특허풀 회사는 전형적으로 특허권 보유수에 비례하여

특허권자에게 실시료 수입을 분배한다. 대형 특허권자는 특허풀에 참

가하지 않아 표준 전체의 특허풀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소형 특허

권자들은 특허풀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 후 Lerner와 Tirole(2014)의 특허풀 모형을 분석하고, LTE 표준

사례에서 살펴본 실시료 분배 방식을 모형에 적용하여, 정형화된 사

실들을 예를 통해 분석하였다. 현행 특허풀 실시료 수입 분배 방식인

비례배분 방식을 적용하면, 그들의 제안과 달리 대형 특허권자는 특

허풀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어, 결국 소형 특허권자들이 풀을 형성

하는 결과가 균형으로 나오게 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표준필수특허의 FRAND 실시료 수준을 정하기 위해 특

허풀 모형을 사용할 때에는 필수성이 높은 특허를 보유한 대형 특

허권자의 유인을 잘 살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Lerner와 Tirole

(2014)처럼 특허풀 자체를 산업 표준 제도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특허풀 내 실시료 수입 분배 구조에 대해 더욱 깊은 선행 연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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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s the market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and

patent pools focusing on the case of LTE standard. Then we

derive three stylized facts: (1) Patent pools use the pro-rata

sharing rule without considering the value of each patent. (2)

Strong patent holders tend to be engaged in the bilateral

licensing. (3) Weak patent holders tend to form the patent pools.

In the model of Lerner & Tirole(2014), with the structured price

commitment, all the SEP holders participate in the patent pool.

However, this is possible only with assuming the flexible sharing

rule. This paper finds that, with the pro-rata sharing rule from

the case of LTE patent pool, all the SEP holders do not always

participate in the patent pools. We structure the simpl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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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atent pool formation game, where strong patent holder has

little incentive to participate in the pool and the remaining weak

patent holders form the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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